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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미용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사회적 지지와 이
직의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이직의도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연령이 낮을수록 감
정노동이 높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위가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이 높고, 연령과 학력이 낮고 휴무일이 
적을수록 이직의도가 많았다. 둘째, 원장/디자이너는 감정절제, 감정부조화, 심리적 스트레스, 역할스트레스가 이직의
도가 유의미하고 스텝은 감정부조화, 심리적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직의도전체는 원장/디자
이너는 감정절제, 역할스트레스, 상사지지와 동료지지가, 직장관련 이직의도에는 감정절제, 역할스트레스, 동료지지, 

비인격화가 영향을 미친다. 스텝은 이직의도전체와 직장관련 이직의도에는 상사지지, 동료지지, 비인격화가, 직업관련 
이직의도는 상사지지가 영향을 미친다. 

주제어 :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사회적 지지, 이직의도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job stress, job burnout, and social support on turnover intention for 
beauty salon workers in Busan. First, the younger, the higher levels of emotional labor; the younger, the lower 
education levels, the shorter career, and the lower position, the higher job stress and the higher job burnout; 
and the younger, the lower education levels, and the fewer days off, the higher turnover intention. Second, 
directors, designers and the staff had emotional labor, job stress, job burnout, and social support associated with 
turnover intention. Third, owners and designers had their turnover intention in general affected by emotional 
control, role stress, supervisor support, and colleague support and had their workplace-related turnover intention 
affected by emotional control, role stress, colleague support, and depersonalization, while the staff had their 
turnover intention in general and workplace-related turnover intention affected by supervisor support, colleague 
support, and depersonalization and had their job-related turnover intention affected by supervisor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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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사회에 있어

서 감정노동을 하는 근로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에서도 미용 산업은 인 자원과 정서 인 인  서비

스에 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며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서 요구되는 감정노동이 요구되는 직종이다. 미용기업은 

직  고객을 상으로 업을 담당하는 종합 인 서비스 

산업으로 조직 내 종사자들의 역할은 매우 요하다. 내

부고객인 미용실 종사자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은 서

비스의 다양성으로 고객에게 직 인 향을 끼치며, 

직업의 문성으로 인해 교육, 인 계, 경 의 책임자

로서의 역할로 폭넓게 환되고 있다. 

감정노동은 Hochschild(1983)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

된 이후 업무의 가장 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

다[1]. 이는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의 감정표 이 조직

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핵심역할로 인식되면서 기업 이미

지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

문이다. 미용실 종사자들은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표  

규범에 부합하기 해 자신의 내  감정을 통제하여 고객

에게 합한 정 인 감정을 창출해야 한다. 종사자들

이 경험하는 감정노동의 정도는 고객들의 질  만족을 

결정하게 하며 미용실 종사자들의 태도와 행동 뿐 아니

라 미용 기업자체를 평가하게 된다. 더욱이 감정노동이 

조직의 성과향상과 연계됨을 볼 때 미용실 종사자들이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것은 직무수행의 과정으로  이 과

정에서 발생하는 감정  탈진은 직무스트 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종사자의 감정표 방식의 어려움

과는 상 없이 고객만족에 요구되는 지속 인 감정  스

트 스는 다른 서비스 종사자에 비하여 높은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되며 직무소진으로 작용하게 된다. 감정노동이 

심화되어 발생하는 직무소진은 미용실 종사자의 직무만

족의 하로 인한 직무스트 스를 유발하여 이직의도에

도 향을  것이라 측된다. 

실제 으로 미용 장에서 미용실 종사자들은 감정  

부조화를 동반한 직무 스트 스로 인하여 심각한 악 향

을 받고 있다. 미용실 종사자들은 직무의 특성상 발생되

는 여러 가지 직업상의 문제로 인한 유 계 부족은 다

른 서비스 종사자보다 심리  스트 스가 더 많을 수밖

에 없을 것이다. 축척된 직무스트 스를 지각하는 미용

실 종사자들은 부정  향을 완화시키는데 한계를 느끼

며 결국 부정  심리상태인 직무소진에 이르게 된다. 

직무소진은 직무스트 스의 요한 결과이면서 재 

가능한 변수로 감정과 련된 인지과정에서 오는 정서  

혼란은 조 되고 조치되지 않을 경우 직무에 한 불만

족, 직무소진, 결근율 등 부정 인 문제를 발생시켜 고객

들에 한 정  감정·동정심·존 심 등을 잃게 만들 수 

있다고 하 다[2]. 인 계와 미용실 종사자의 직무상황

에서 발생하는 직무소진은 종사자로 하여  이직을 유발

하게 하는 결과로 직무소진을 감소시키는 것은 미용실 

종사자의 인 리에 있어서 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

다. 직무소진이 스트 스가 지속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부정 인 요인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완충작용으로 사

회  지지를 들 수 있다. 조직 내의 사회 지지 요인은 

상사, 동료, 부하 등을 의미하는데, 업무와 련하여 여러 

가지 소진상황에 직면한 종사자들은 어려움이 닥치더라

도 이겨낼 수 있는 응에 향을 주게 되므로 상사나 동

료로부터 지지  인간 계를 필요로 한다. 미용 장의 

상황은 상사나 동료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

에 이들의 지지는 큰 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지지에 의한 효과는 정도가 클수록 종

사자가 경험하는 소진의 정도가 덜하고,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자신의 역할에 한 문성 인식이 높다고 하

다[3,4]. 따라서 사회  지지는 이직의도에 직  혹은 

간 으로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합한 

재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미용업계의 속한 시장규모의 변화는 사회의 문분

야로서의 인식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진행되면

서 미용실 종사자들은 자유로운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고 

있다. 미용에 한 의식 확산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

한 노동환경과 호의 이지 못한 동료와 상사의 계는 

미용 기업에 한 낮은 충성도로 이어져 조그마한 직무

소진에도 쉽게 이직을 고려하게 된다. 구성원의 조직이

탈은 양질의 인력확보에 을 받게 되고, 동료들의 사

기에도 향을 주어 조직의 목표달성에 차질을  수 있

으며, 문가 양성을 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교육  

낭비와 국가  손실이라는 사회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 만족을 하지 못

하는 종사자들은 같은 직종의 다른 근무지로 옮기면 되

지만, 직업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종사자는 직업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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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할 수 있다. 미용실 종사자의 경우도 직업과 직장에 

따라 스텝과 원장, 디자이 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

는데 스텝의 경우 이직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반면 

원장과 디자이 의 경우는 직장을 옮기면 재의 근무지

와는 다른 우를 받을 것이라 여겨 이직의도가 다를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용실 종사자의 이직의도가 

재 직장과의 계의 종결이라고 결정지었을 때, 원장

과 디자이 , 스텝의 이직의도를 직 에 따라서도 차이

가 있을 것이라 여겨 연구에 을 두었다. 아울러 미용

실 종사자들을 감정노동자로 인지하고 이직의도는 경

자와 종사자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한 후, 감정노동, 직무

스트 스, 직무소진이 미치는 부정 인 향과 함께 이

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 지지 변인을 포함하여 이

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용실 종사자의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직무

소진, 사회  지지  이직의도의 일반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변인들과의 상 계는 어떠한가?

셋째, 미용실 종사자의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직무

소진  사회  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은 어떠한가? 

2. 연구내용 및 방법론

2.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미용실 헤어분야 종

사자들 468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 상자는 5개의 

랜차이즈 에 근무하는 285명과 개인 랜드에 근무하

는 167명으로 미용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임의 

표집 하 다. 1차 비조사는 실무자를 상으로 인터뷰

하여 제기된 내용을 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미용실 

종사자 50명을 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 다. 본 조사

는 2013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 고,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부하여 492부가 수집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기재 락이 많은 설문지는 제외하고 468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2.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질문지 구성은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감정노동 9문항, 직무스트 스 8문항, 직무소진 18문항, 

사회  지지 6문항, 이직의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2.1 감정노동 측정도구 

감정노동 척도는 Morris와 Feldman[5]의 연구를 기본

으로 하여 이혜 [6]이 수정ㆍ번안하여 제작한 11문항을 

사용하 다. 이 척도는 3개의 하 역으로 구성되어 있

으나 한 개 역( 정  감정표출)은 신뢰도가 무 낮아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키고, 2개의 하 역에서 감정

제(5문항), 감정부조화(4문항)를 포함한 총 9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의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감정 제가 많고 감정

부조화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체 Crombach‘s α 

=.77로 나타났으며 감정 제 .76, 감정부조화 .73, 으로 나

타났다.

2.2.2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직무스트 스 척도는 Parker와 Decotiis[7], Currivan[8]

의 심리  스트 스와 Babakus, Yavas, Ashill[9]의 역할 

스트 스를 참고로 주시각[10]이 요인분석을 통해 8문항

으로 구성한 직무스트 스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

는 심리  스트 스(5문항), 역할스트 스(3문항)를 포함

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그 지 않다” 1 에

서 “매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체 Crombach‘s α =.69로 나타났으

며 심리  스트 스 .79, 역할스트 스 .71, 으로 나타났

다.

2.2.3 직무소진 측정도구

직무소진 척도는 Demerouti et al[11], Maslach et 

al.[12], Singh et al.[13]의 연구를 참조하여 육풍림[14]이 

수정ㆍ보완한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3개의 하

요인으로 정서  고갈(6문항), 비인격화(6문항), 개인  

성취감 하(6문항)를 포함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

로 수가 높을수록 직무소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 Crombachs' α =.92로 나타났으며 정서  고갈 .86, 

비인격화 .90, 개인  성취감 하 .9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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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ivision N % Variables Division N %

Age

≤23 156 33.3

Workplace 

type* 

Franchise 285 61.2

24-28 155 33.1
Personal brand 167 35.8

≥29 157 33.5

Education 

level

College student or 

lower
221 47.2

Other 14 3.0
College graduate 

or higher
247 52.8

Monthly 

average 

number of 

days-off

4 304 65.0

Gender

Male 103 22.0

Female 365 78.05 164 35.0

Experience 

of 

turnover*

Yes 292 62.7
Monthly 

income

<2 million won 324 69.2

No 174 27.3 ≥200 million won 144 30.8

Number of 

turnovers

≥4 372 79.5
Position*

Owner/designer 219 49.1

≥5 96 20.5 Staff 227 50.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468  

It is sum of the difference in the frequency of missing values due to

2.2.4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

사회  지지 척도는 House[15], 이진욱[16]의 연구를 

참조하여 수정한 육풍림[14]의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상사지지와 동료지지의 두 개의 하  요인

을 포함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 Crombachs' 

α =.82로 나타났으며 상사의 지지 .88, 동료의 지지 .76, 

으로 나타났다.

2.2.5 이직의도 측정도구

이직의도 척도는 Babakus, Yavas, Ashill[17]의 연구

를 참고로 수정·보안하여 주시각[10]이 사용한 척도를 사

용하 다. 척도의 구성은 직업 련 이직의도(2문항), 직

장 련 이직의도(3문항)의 두 개의 하 역을 포함하여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체 Crombachs' α 

=.82로 나타났으며 직업 련 이직의도 .76, 직장 련 이

직의도 .81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19.0 program에 의해 수행되었다. 

일반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 백분율을 구하 고, 

척도의 신뢰도는 내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정

(Crombach's α)을 실시하 으며, 변인들의 평균과 표

편차을 산출하여 일반  경향을 알아보았다.

연구문제와 련하여 첫째, 변인들의 일반  경향을 

알아보기 하여  평균과 표 편차을 산출하 다. 둘째, 

변인들 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Pearson의 상

분석을 실시하 고, 셋째, 이직의도에 미치는 변인들의 

향력을 악하기 하여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  

미용실 종사자의 연령은 29세 이상이 33.5%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은 23세 이하(33.3%), 24～28세 이하(33.1%)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문 졸 이상(52.8%)이 

문  재학 (47.2%)보다 더 많았다. 직장형태는 랜

차이즈가 61.2%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랜드(35.8%), 기

타(3.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여자(78.0%)가 

남자(22.0%)보다 훨씬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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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ub-variable M SD

Emotiona

l labor

Emotional control 3.64 .64

Emotional 

dissonance
2.96 .73

Emotional labor 

Total
3.34 .56

Job 

stress

Psychological stress 2.94  .71

Role stress 2.32 .70

Job stress Total 2.71  .50

Job 

burnout

Emotional

exhaustion
2.96  .78

Depersonalization 2.42 .81

Lowered personal 

sense of 

achievement

2.42 .73

Job burnout Total 2.60 .63

Social 

support

Supervisor support 3.50 .80

Colleague support 3.65 .75

Social support 

Total
3.57 .66

Turnover 

intention

Workplace 2.80 .98

Job 2.52 .87

Turnover intention 

Total
2.63 .80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emotional labor, job stress, job 
burnout, social support, and 
turnover intention for beauty 
salon workers

  

월평균 휴무일은 4일 이하인 경우(65.0%)가 5일 이상

(35.0%)보다 많았으며, 월소득은 200만원 미만(69.2%)이 

200만원 이상(30.8%)보다 많았고, 직 는 스텝인 경우

(50.9%)가 원장/디자이 (49.1%)인 경우보다 약간 더 많

았다. 이직 경험 유무는 경험이 있는 경우(62.7%)가 없는 

경우(27.3%)보다 훨씬 더 많았으며, 이직 횟수는 4회 이

하인 경우(79.5%)가 5회 이상(20.5%)보다 훨씬 더 많았

다. 

3.2 미용실 종사자의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사회적 지지 및 이직의도의 일

반적 경향

미용실 종사자의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직무소진, 

사회  지지  이직의도의 일반  경향을 알아보기 

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 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미용실 종사자의 감정노동 체 수는 5  척도에서 

3.34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수 임을 알 수 있고, 하

역별로 살펴보면, 감정 제는 3.64, 감정부조화는 2.96으

로 나타났다. 

미용실 종사자의 직무스트 스 체 수는 5  척도

에서 2.71로 나타나 보통 이하의 수 임을 알 수 있고, 하

역별로 살펴보면 심리  스트 스는 2.94, 역할 스트

스는 2.32로 나타났다. 미용실 종사자의 직무소진 체 

수가 5  척도에서 2.60으로 나타나 보통 이하의 수

임을 알 수 있고, 하 역별로 살펴보면 정서  고갈은 

2.96, 비인격화는 2.42, 개인  성취감 하는 2.42로 나타

났다.  

미용실 종사자의 사회  지지 체 수가 5  척도에

서 3.57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수 임을 알 수 있고, 하

역별로 살펴보면 상사 지지는 3.50, 동료 지지는 3.65로 

나타났다. 미용실 종사자의 이직의도 체 수는 5  척

도에서 2.63으로 나타나 보통 이하의 수 임을 알 수 있

고, 하 역별로 살펴보면 직장 련 이직의도는 2.80, 

직업 련 이직의도는 2.52로 나타났다. 

3.3 미용실 종사자의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사회적 지지와 이직의도와의 

관계

미용실 종사자의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직무소진 

 사회  지지와 이직의도와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Pearson의 상 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미용실 종사자의 이직의도와 감정노동의 상 계를 

살펴보면, 이직의도 하 역별 직업 련 이직의도는 원

장/디자이 의 경우 감정노동 체(r= .32), 감정 제(r= 

.21), 감정부조화(r= .31)와 유의한 정  상 을 보인 반

면, 스텝의 경우 감정노동 체(r= .17), 감정부조화(r= 

.22)와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 

직장 련 이직의도는 원장/디자이 의 경우 감정 제

(r= .14), 감정부조화(r= .30)와 유의한 정  상 을 보인 

반면, 스텝의 경우 감정부조화(r= .22)와만 유의한 정  

상 을 보여 원장/디자이 는 감정노동 체와 감정 제

와 유의한 정  상 을 보인 반면 스텝은 유의한 상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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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emotional labor, job stress, job burnout, social support, 
and turnover intention for beauty salon workers

Variables Sub-variable
Owner/designer Staff

Job Workplace Job Workplace

Emotional labor

Emotional control .21
**

.14
*

.07 .07

Emotional dissonance .31
***

.30
***

.22
**

.22
**

Total .32
***

.28
***

.17
*
 .08

Job 

stress

Psychological stress .32*** .27***  .38***  .35***

Role stress .14* .19** .09 .09

Total .35*** .34***  .39***  .37***

Job 

burnout

Emotional exhaustion .45
***

.35
***

 .48
***

.44
***

Depersonalization .35
***

.46
***

.35
***

.47
***

Lowered personal sense of 

achievement
.19.** .29*** .15* .25***

Total .39*** .44*** 42*** .50***

Social 

support

Supervisor support -.09 -.32
***

-.21
**

-.39
***

Colleague support -.17
*

-.21
**

-.20
**

-.21
**

Total -.15
*

-.31
***

-.25
***

-.37
***

보이지 않아 직 에 따라 차이를 보 다. 이는 원장/디자

이 의 경우 감정의 부조화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나 송윤정[18]의 연구결과와 다소 일치하 고, 감정

노동이 많을수록 이직의도가 많다는 오 미[19], 박유정

[20]의 연구와도 일치하 다. 스텝의 경우 감정부조화를 

보이는 것은 정숙희․심선녀․유은주[21]의 결과와 일치

하는 것으로, 직 이 낮은 스텝의 경우 단기간의 업무 경

험으로 인한 감정부조화는 조직에서의 극  참여행동

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직의도와 직무스트 스의 상 계에서 이직의도 

하 역별 직업 련 이직의도는 원장/디자이 의 경우 

직무스트 스 체(r= .35), 심리  스트 스(r= .32)와 역

할스트 스(r= .14)와 정  상 을 보인 반면, 스텝의 경

우 직무스트 스 체(r= .39) 뿐만 아니라 심리  스트

스(r= .38)와 정  상 을 보여 원장/디자이 는 역할

스트 스와 유의한 정  상 을 보인 반면 스텝은 유의

한 상 을 보이지 않아 직 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 련 이직의도는 원장/디자이 의 경우 직무

스트 스 체(r= .34), 심리  스트 스(r= .27)와 역할스

트 스(r= .19)와 유의한 정  상 을 보인 반면, 스텝의 

경우 직무스트 스 체(r= .37) 뿐만 아니라 심리  스

트 스(r= .35)와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 직무스트

스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직무스트

스는 이직의사에 유의한 향이 있다고 한 정명수[22], 

김 수[2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주형·김 철[24]은 

직무스트 스가 증가할수록 이직의도를 증가시킨다고 

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 다. 스텝의 경우 짧은 경력으로 

인한 업무의 미숙함은 자신의 역할수행에 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 심리 으로 축될 수 있으므로 업무에 

해 직 별로 재량권을 주어 자신감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이직의도와 직무소진의 상 계를 살펴보면, 이직의

도 하 역별 직업 련 이직의도는 원장/디자이 의 경

우 직무소진 체(r= .39), 정서  고갈(r= .45), 비인격화

(r= .35), 개인  성취감 하(r= .19)와 유의한 정  상

을 보 고, 스텝의 경우 직무소진 체(r= .42) 뿐만 아니

라 정서  고갈(r= .48), 비인격화(r= .35), 개인  성취감 

하(r= .15)와 유의한 정  상 을 보여 직 에 따라 차

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직장 련 이직의도는 원장/디자

이 의 경우 직무소진 체(r= .44), 정서  고갈(r= .35), 

비인격화(r= .46), 개인  성취감 하(r= .29)와 유의한 

정  상 을 보 고, 스텝의 경우 직무소진 체(r= .50), 

정서  고갈(r= .44), 비인격화(r= .47), 개인  성취감 

하(r= .25)와 유의한 정  상 을 보여 직 에 따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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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느끼는 

소진은 높으며 그 에서 정서  고갈이 높게 나타난 한

임순[2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직무소진이 이직의도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진 육풍림[14]의 연구결과

는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하 다. 조혜연[2]의 정서  소

진, 비인격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이직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는 부분 으로 일치하 다. 일반 으로 직무

소진은 문제를 하게 처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경력 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

며, 연령이 낮고 경력이 짧은 스텝의 경우에 경험하는 직

무소진은 자신의 이상 인 기 에 못 미치는 실  상

황을 자주 직면하게 되므로 소진을 감내하고 처하는 

것이 상 으로 더 어려울 수 있다.

이직의도와 사회  지지의 상 계를 살펴보면, 이직

의도 하 역별 직업 련 이직의도는 원장/디자이 의 

경우 사회  지지 체(r=-.15), 동료지지(r=-.17)와 유의

한 부  상 을 보 고, 스텝의 경우 사회  지지 체

(r=-.25), 상사지지(r=-.21)와 동료지지(r=-.20)와 유의한 

부  상 을 보 다. 직장 련 이직의도는 원장/디자이

의 경우 사회  지지 체(r=-.31), 상사지지(r=-.32)와 

동료지지(r=-.21)와 유의한 부  상 을 보 고, 스텝의 

경우 사회  지지 체(r=-.37), 상사지지(r=-.39)와 동료

지지(r=-.21)와 유의한 부  상 을 보여 직 에 따라 차

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고경숙[26]은 상사와 동료와의 

지지가 이직과 계가 있다고 하 고, 상사와 동료의 지

지가 증 할수록 이직의도는 감소한다고 한 Pines[27]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상사나 

동료의 사회  지지가 높은 집단이 사회  지지가 낮은 

집단보다 상사와 동료와의 계가 원만한 것으로 나타난 

서선순[28]의 연구결과는 근무하는 장에서의 인간 계

가 요한 요소로 악되고 있는 것에 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직업과 련하여 동료의 지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도움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스텝의 경우 상사와의 계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배와 동료와의 계는 요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직

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의 시 동료들은 정서  긴장감

을 풀어주며, 조직 내 문제를 극 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어 동료 간에 이해심과 친 감을 증가시킬 수 있

다. 한 업무 계에서도 상호간에 자극이 되어 함께 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3.4 미용실 종사자의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사회적 지지가 직업, 직장 

관련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용실 종사자의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직무소진 

 사회  지지가 이직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하여 이직의도는 직업 련 이직의도와 직장

련이직의도와 분류하 고,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직

무소진  사회  지지를 독립변수로 하고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다회귀분석에 앞서 다 공선성의 여부를 살펴보아

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차한계가 .176 ～ .901, VIF

가 1.110 ～ 5.683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직의도 하  역 에서 직업 련 이직의도는 원

장/디자이 의 경우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직무소진 

 사회  지지 하 역 에서 상사지지(β=-.33), 감정

제(β= .19), 역할스트 스(β= .15)의 순으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 설명력은 27%(F=8.42, p< 

.001)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스텝의 경우 상사지지(β

=-.35)만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 설명

력은 26%(F=8.61, p< .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 하  역 에서 직장 련 이직의도는 원

장/디자이 의 경우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직무소진 

 사회  지지 하 역 에서 동료지지(β=-.30), 비인

격화(β= .22), 감정 제(β= .18), 역할스트 스(β= .14)의 

순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 설명력

은 29%(F=9.67, p< .001)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스텝의 

경우 동료지지(β=-.23), 비인격화(β= .21), 상사지지(β

=-.19)의 순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 

설명력은 31%(F=10.84, p< .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 체는 원장/디자이 의 경우 감정노동, 직

무스트 스, 직무소진  사회  지지 하 역 에서 

동료지지(β=-.26), 상사지지(β=-.23), 감정 제(β= .21), 

역할스트 스(β= .17)의 순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 설명력은 33%(F=11.60, p< .001)인 것

으로 나타난 반면, 스텝의 경우 상사지지(β=-.30), 동료

지지(β=-.16), 비인격화(β= .16)의 순으로 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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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related turnover intention
Workplace-related turnover 

intention
Turnover intention in general

Position
Independent 

variable
B β △R2 R2 F B β △R2 R2 F B β △R2 R2 F

Owner/

designer

Emotional control  .32  .19**

.11

.27

13.39***

 .26 .18**

.10

.29

11.33***

 .28  .21**

.13

.33

16.27***Emotional 

dissonance
 .03 .02 .26  .03 .04 .03

Psychological 

stress
 .05 .04

.07 11.52***
-.00 -.00

.05 9.66***
.02 .02

.08 14.28***

Role stress  .21  .15* .18  .14* .19  .17**

Supervisor support -.45 -.33***
.08 10.79***

 .11 .09
.11 10.62***

-.25 -.23**
.11 14.18***

Colleague support .14 .12 -.32 -.30** -.25 -.26**

Emotional 

exhaustion
-.09 -.07

.01 8.42***

 .03 .02

.03 9.67***

-.02 -.02

.01 11.60***
Depersonalization  .03 .02  .23 .22** -.13 -.13

Lowered personal 

sense of 

achievement

-.08 -.06  .08  .07 .02 .02

Staff

Emotional control .08 05

.05

.26

5.47**

 -.05  -.03

.07

.31

8.46***

.00 .00

.07

.35

8.64***Emotional 

dissonance
-.02 -.02  .01  .01 -.00 -.00

Psychological 

stress
.21 .15

.12 11.07***
.08 .06

.09 10.77***
.13 .11

.14 14.50***

Role stress  .14  .10 .04 .03  .08  .07

Supervisor support -.43 -.35***
.08 10.54***

-.21 -.19*
.12 11.85***

-.30 -.30***
.12 15.33***

Colleague support .04  .03 -.25 -.23** -.16 -.16*

Emotional 

exhaustion
-.07 -.06

.01 8.61***

 .02  .02

.03 10.84***

-.02 -.02

.02 13.18***
Depersonalization -.04 -.03 .23 .21** .15 .16*

Lowered personal 

sense of 

achievement

-.14 -.11 .

01

-.01 -.06 -.06

*p<.05     **p<.01    ***p<.001

<Table 4> Effects of emotional labor, job stress, job burnout, and social support on job- and 
workplace-related turnover intention for beauty salon workers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 설명력은 35%(F=13.18, p< 

.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디자이 의 경우 감정 제와 역할스트 스는 직

업 련, 직장 련 이직의도에 공통 으로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스텝의 경우는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자는 다르지만 김민주[29], 

김인순[3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종사자들은 감정

의 자율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지속 으로 업무를 수행할 

시 자신의 직업  가치를 과소평가하게 되어 이직의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직무수행 에 표 되는 감정은 

상사나 동료들에게 계속해서 모니터링 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직장 내에서 역할스트 스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직

장생활뿐만 아니라 인간 계에 있어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미용사의 스트 스 결정요인에 한 연구에서 

직무스트 스가 높을수록 고객만족도가 감소한다고 보

고하 는데[31,32], 직책이 높은 경우 사회  지 로 인해 

조직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자신이 리해야 하는 

책임으로 인식하여 더 심하게 스트 스의 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며, 부정  향으로 인한 의욕상실을 경

험하게 됨으로써 직무의 단   이직의도로 개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스텝들은 조직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

지 않으며, 조직에 한 기여도나 책임의식이 부족하여 

역할과 련한 스트 스의 향을 게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좀 더 효과 으로 조

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역할수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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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업무 악과 풍부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다면 

미용실 종사자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과 개개인의 

업무에 한 가치를 창출하기 해 극 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직의도 체의 향에서 사회  지지의 하 역 

 상사지지와 동료지지가, 직업과 련하여서는 상사지

지가, 직장과 련하여서는 동료지지와 비인격화가 나타

난 결과에 해 여겨볼 만하다. Caren[33]의 사회  지

지가 높으면 직무만족이 높으며, 사회  지지는 심리  

소진, 스트 스를 조 해  수 있는 환경  처자원의 

하나로써 좌 을 극복하게 하며[34,35], 스트 스 인자의 

부정 인 효과를 이고 재 기능을 수행하는 변수임을 

밝 , 사회  지지를 직무소진의 결과를 조 하는 변수

로 제시하 다. 이는 사회  지지에 한 요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장 상사나 동료들 

간의 원만한 계는 지지 인 환경으로서 정 인 인

계에 향을  것이나, 이들과의 불 화음은 상실감

으로 이어져 이직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 직업 련 이직의도에는 상사지지가, 직장 련 이

직의도에는 동료 지지가 향을 미치는 결과는 이평숙․

임 빈[3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직업, 

직장과 련하여 나타나는 상사의 지지는 경 자로 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원장/디자이 의 경우 상사 지지는 

자신의 업무를 의미 있는 가치로 인식하게 하여  자신을 

높게 평가함으로써 지지의 순환  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인간 계를 통한 다양한 지지는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는 등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상호

인 계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상사

로부터의 지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낮은 업무성과로 인

한 자신감 하와 그로인한 원만하지 못한 인 계는 

자신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여 직업자체를 환하려는 의

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높은 직 의 종사자에 

한 상사의 지지는 경 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직원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수한 인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이직의도를 방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 련 이직의도는 원장/디자이 는 스텝보다 숙련

된 기술과 다양한 고객경험으로 인해 인간 계에 한 

어려움이 으며, 직업  지로 인해 이직의도가 낮을 

수 있으나, 동료와의 부 응 계에서는 직 의 안정성 

보장에도 불구하고 이직의도로 나타나는 큰 요소로 작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직장상사나 동료 간의 계가 

원만한 경우는 직장애착에 큰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37]. 

스텝의 경우 동료나 상사 간의 유 계에서의 친

감 증가는 근무환경에 한 응력을 높여 으로 직장과 

련한 이직의도를 고려하게 할 것으로 여겨진다.  나이

가 어릴수록 동료와의 갈등이 높다고 지 한 연구결과와

[38], 동료와의 계가 높은 이직요인으로[39] 나타난 결

과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 다. 문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치는 낮은 자존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직 의 차이 없이 직장 자체를 바꾸려는 의도로 나타나

는 결과로 볼 때 스텝에게 지원되는 지지  태도는 비인

격화를 완화시킴으로써 이직의도를 낮춰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직업과 련하여 스텝의 경우 업무량이 많고 업무 지

시자가 많아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상사의 지지는 개인의 성취감과 한 련이 있을 수 

있고 정  피드백과 지지  태도 등에 의한 정  느

낌은 타인과의 계를 증진시키고 동기유발과 성취감을 

주며 자신의 가치와 역량을 인정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스텝의 경우 상사의 지지가 직업 이직의도를 방지할 수 

있는 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상사의 가치 이나 교

육  한 스텝의 이직의도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스텝의 이직의

도를 방지하기 해서는 상사와 부하직원과의 원활한 의

사소통과 직 에 따른 차등 우로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한 방안을 모색 할 필요성

이 요구되어 진다. 

미용업은 직업자체가 기능과 인간 계로 인해 육체

·정신  에 지 소모가 많은 직업이기 때문에 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동료나 

상사가 없는 종사자들의 경우 직무스트 스, 직무소진이 

이직의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에서 사회  지지는 매

우 요하다. 조직구성원의 이직의도는 구성원간의 동

심, 역할구분, 상호 지지  분 기 등을 해할 수 있으므

로, 미용실 경 자의 내부 고객 만족을 한 정서  의미

를 고려한 정기 인 인성  리더십 등의 단계 인 교육

과 상사와 동료 간의 원활한 유 계 유지와 상호간의 

지지를 한 지속가능한 멘토링 로그램 운 을 통하여 

업무환경  업무활동에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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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따라서 미용실 종사자들의 문화생활을 릴 수 있

는 근무환경 개선  직원 복리 후생에도 더욱 더 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미용실 종

사자들의 직무스트 스, 직무소진  사회  지지가 이

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미용실 종

사자들의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직무소진, 사회  지

지  이직의도와 련된 변수를 악하여, 미용실 종사

자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이기 한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 다. 그리하여 외부고객에 을 맞

춘 연구와 달리 내부고객에 해 을 두고 미용실 내

에 우수한 인 자원을 확보하고 고객 만족도를 상승시켜 

미용 산업의 이익 창출  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연구결과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직무소진, 사회  지지

와 이직의도의 수 을 알아본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감

정노동이 높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 가 낮을수록 직

무스트 스와 직무소진이 높고, 연령과 학력이 낮고 휴

무일이 을수록 이직의도가 많았다. 학력이 높고 경력

이 많을수록 사회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하

다. 이상으로 미용실 종사자들의 사회인구학  변수  

학력과 경력은 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원장/디자이 와 스텝 모두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직무소진, 사회  지지가 이직의도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디자이 의 경우 감정 제와 감

정부조화, 심리  스트 스와 역할스트 스가 이직의도

와 유의미한 상 이 있는 반면 스텝은 감정부조화와 심

리  스트 스가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직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실 종사자의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직무소진  사회  지지가 이

직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미용실 종사

자들이 감정부조화로 인한 스트 스가 성취감을 하시

켜 부정  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직 내 계 속에서 이

직의도 리의 요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 원장/디자이 의 경우 이직의도 체에 향을 

미치는 변인은 감정 제, 역할스트 스, 상사지지와 동료

지지로 나타났으며, 직업 련 이직의도에는 감정 제, 역

할스트 스, 상사지지가, 직장 련 이직의도에는 감정

제, 역할스트 스, 동료지지, 비인격화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텝은 이직의도 체와 직장 련 이직

의도에는 상사지지, 동료지지, 비인격화가, 직업 련 이

직의도는 상사지지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직무소진  사회  지

지가 미용실 종사자들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미치

는 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고 이직의도를 완화하기 

하여 사회  지지의 활용 가능성으로 상사와 동료의 지

지는 계 소통  유 계를 높이며 이직의도를 이

는 강력한 재변수임을 알 수 있다. 개선방안으로 원장 

 디자이  상의 경 , 조직 리, 심리상담, 리더십 등

의 교육과 스텝 상의 고객과의 상담교육, 인 계교

육, 미용인으로서 직무  소양 교육 교육 로그램이 실

시되어야 한다.  핵심 인재 양성  우수인력 확보를 

한 경 자들의 지속 인 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사

료되며 이러한 결과로 미용분야의 인지도 상승  안정

 발 도 함께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한계 과 추후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역에 근무하는 미용실 종사자들을 상으

로 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미용실 종사자와 피부 리, 메

이크업, 네일 분야 종사자들과 비교 연구를 한다면 흥미

로운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변수들 간의 사례분석을 통한 개별면 과 심층

면 법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셋째,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직무소진, 사회  지지

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경로분석을 통하여 이 변

인들의 직․간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횡단  연구에 의존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 계

를 규명하 다는 이다. 따라서 미용실 종사자들의 향

후 종단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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